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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   약

 본 연구는 40~50  년여성을 상으로 측정한 체내지방분포와 심 도 QTc 간격과의 
련성을 규명하기 하여 2004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일개 역도 소재의 일개 군 보건

소 운동처방실을 방문한 여자 100명을 상으로 체내지방분포와 심 도 QTc 간격 등을 측
정하 다.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. 1. 년여성의 안정시 심 도 QTc 간격과 체내지방분포
와의 상 계에서는 비만도, 체질량지수, 체지방율, 허리둘 , 엉덩이둘 , 허리-엉덩이둘
비가 유의한 상 계를 보 다. 2. 체지방율이 30% 이상인 비만군과 30% 미만인 정상군의 
QTc 간격은 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해 QTc 간격이 더 연장된 결과를 보 다. 3. 허리둘 가 

80㎝ 이상인 복부비만군과 80㎝ 미만인 정상군의 QTc 간격은 복부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해 
QTc 간격이 더 연장된 결과를 보 다. 4. 연구 상자의 안정시 QTc 간격을 종속변수로 한 
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, 체지방율과 허리둘 가 유의하게 나타났다.
 40~50  년여성의 심 도 QTc 간격에 향을 주는 요인에는 체내지방분포에 따른 비만

도, 체질량지수, 체지방율, 허리둘 , 엉덩이둘 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 으로 련되는 것

으로 단되어지며, 그  체지방분포를 나타내는 체지방율이 가장 크게 련되는 것으로 

단되어진다.

1. 서  론

  오늘날 경제수 이 향상되어 개인별 소득이 증가

되고, 생활방식이 자동화됨에 따라 좌업 시간은 증

가하고 이로 인한 운동부족, 양과다로 인하여 비

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. 이러한 비만은 

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성인병의 원인이 

되며 심장 돌연사(sudden cardiac death)의 강한 

험인자일 뿐 아니라, 심 계의 높은 유병율과 사

망률이 꾸 히 증가하고 있다
1),2)
. 비만에 있어서 근

본 인 심장 돌연사의 기 은 심각한 심실부정맥으

로 알려져 왔고, 이것은 아마 심 도의 이상과 

한 계가 있다3),4).

  심 도상 QT 간격은 QRS 군 시작부터 T  끝까

지의 간격으로 심실의 기  수축기에 해당하며 이 

간격의 연장은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, 특히 치명

인 다형성 심실빈맥(torsades de pointes)을 래하

여 사를 일으킬 수 있다. QT 간격은 심박동수에 

따라 반비례로 변동하므로 심박동수 60회를 기 으

로 교정한 QTc 간격을 구하여 비교하게 된다. QTc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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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격의 정상치는 남자에서 420ms 이하, 여자에서 

440ms 이하이고 연령 증가에 따라 연장된다고 알려

져 있다. 그 외에 QTc 간격을 연장시키는 요인으로

는 약물로 퀴니딘(quinidine), 디소피라미드(disopyramide), 로

카인아미드(procainamide), 항우울제, 페노티아진(phenothiazine), 

아미오다론(amiodarone) 등과 칼륨 증, 체온증, 뇌지주막하

출  등의 질환이 있고 선천성 QT 간격 연장 증후군인 Jervell 

- Lange -Nielson 증후군, Romano-Ward 증후군이 있다.

심 도 상에서 QT 간격의 연장은 심근(myocardium)의 심실 

재분극이 연장된 것이며, 이것은 비만자들에게 심실부정맥과 

심장돌연사의 징후로 고려되어 왔다3),5). 따라서 비만자에 있어

서 QTc 간격의 연장은 심 도의 이상을 나타내는 가장 요

한 지표이다
6)
. 지 까지 QT 간격은 심장 주기(cardiac cycle)

와 심박수(heart rate)에 의한 차이에 향을 받고 변형되어 왔

다7), 8). 체질량지수 증가  복부지방 증가, 그리고 

식사 후에 QTc 간격이 늘어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

비만 환자에서 체 을 을 때 QTc 간격이 어

들었다는 연구도 있는 등 최근 비만과 QTc 간격의 

계성에 한 여러 연구가 발표되었다. 한 

EL-Gamal 등은 QTc 간격의 연장이 체질량(body 

mass)과 체지방(body fat)에 유의한 상 성이 있다

고 보고하 다. 국내에 있어서 비만과 QTc 간격과

의 연구로, 단순비만지표(체질량지수, 허리둘 , 허리

엉덩이둘 비)와의 계 연구10)  체질량지수 증가

에 한 연구
11)
등이 다소 있으나 체지방량을 고려한 

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므로 체내총지방량을 고려한 

연구는 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.

 따라서 본 연구는 일부지역 40~50 의 년여성을 

상으로 안정시 QTc 간격을 측정한 후 체내지방분

포와의 련성을 악하고자 하 다.

2. 연구방법

2.1. 연구 상

  연구기간은 2004년 11월부터 2005년 8월까지이며,

일개 역도 소재 일개 군 보건소 운동처방실을 이

용한 40~50 의 년여성 총 100명을 상으로 하

다. 연구 상자의 일반  특성을 살펴보면, 평균연령

은 49.3세, 평균신장은 156.1㎝, 평균체 은 60.5㎏이

었다(표 1).

[표 1] 연구 상자의 일반  특성               (단  : m±SD)

구분 연구 상자(N=100)

연령(세) 49.3± 5.8

신장(㎝) 156.1± 5.1

체 (㎏) 60.5± 7.7

2.2. 측정도구

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  항목은 표 2와 같다. 

[표 2] 연구측정도구  측정항목

측정도구 모델명 측정항목

신장, 체 계 JENIX 신장(㎝), 체 (㎏), 비만도(%) 등

생체 기 항분석기 Biodynamics BIA e310 체지방율(%), 제지방량(㎏) 등

자동 압측정 Sun TECH 압(mmHg), 심박수(bpm) 등

심 도기 Cambridge Heart 심 도, 심박수(bpm) 등

2.3. 실험통제

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기 한 실험에서 다음과 같

이 통제하 다.

 1) 실험실의 온도는 20~25℃, 습도는 50~60%로 통제

 2) 측정 24시간 내의 알코올, 카페인음료 등의 섭

취를 통제

 3) 검사  심한 운동  신체활동을 통제

 4) 검사 2시간  식음료를 통제하고 배뇨

2.4. 측정방법

2.4.1. 신장  체

  비만도(%)는 로카(Broca)공식법에 의한 표 체  

= (신장-100)× 0.9를 이용하여 (실제체 ÷ 표 체 )× 

100으로 산출하 으며, 체질량지수(body mass index, 

BMI)는 체 /신장의 제곱(kg/m2)으로 산출하 다.

2.4.2. 허리-엉덩이 둘 비(waist-hip ratio, WHR)

  허리-엉덩이 둘 비는 허리둘 와 엉덩이둘 의 측

정비(%)로 허리둘 는 배꼽  치 혹은 가장 가는 부

, 엉덩이둘 는 자(greater trochanter) 치 혹은  

가장 넓은 부 의 둘 를 자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.

2.4.3. 신체구성  체지방율  

 신체구성  체지방율 측정은 생체 기 항분석기

를 이용하여 피검자의 체지방 백분율(body fat, %), 

체지방량(fat body weight, FBW), 제지방량(lean 

body mass, LBM)  체액을 측정하 다. 

2.4.4. 심 도 QTc 측정

  12-lead를 기 으로 심 도는 동일한 찰자에 의

하여 Lead Ⅱ에서 3회 반복 측정한 값을 평균하여 

구하 다. QT 간격은 심실의 탈분극  재분극 시

간으로서 선행하는 심장주기에 따라 변하므로 심박

수에 따른 차이를 보정한 값인 QTc를 사용하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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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정

내용

비만도

(%) 

체질량지수

(kg/m
2
)

체지방율

(%)

허리둘

(㎝)

엉덩이

둘

허리-

엉덩이비율

연령

(year)

수축

기

압

이완

기

압

lead 

Ⅱ 

QTc

(ms)

0.262* 0.280* 0.417* 0.359* 0.353* 0.236* 0.089 0.061
0.089

[그림 1] 심 도 RR interval과 QT interval의 측정

2.4.5. 자료처리

 통계분석은 SPSS) 12.0 Version 통계 로그램을 

이용하여 일반  특성과 심 도 QTc 간격의 기   

통계량인 평균  표 편차를 산출하 고, 체내지방

분포에 따라 QTc 간격과 단순상 분석을 실시하

다. 그리고 단변량 분석에서 통계 으로 유의한 변

수와 기존 연구에서 밝 진 련성이 있는 변수를 

독립변수로 하고 심 도 QTc 간격을 종속변수로 한 

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. 가설검정을 한 유의

수 은 p < 0.05 로 설정하여 검정하 다. 

3. 결  과

3.1. 연구 상자의 신체  특성

  비만도는 120.1± 14.7이며, 체질량지수는 24.8± 2.9이

었다. 허리둘 는 76.9± 8.3, 엉덩이둘 는 89.1± 5.7이

었다. 허리-엉덩이 비율은 86.3± 6.1로 나타났다(표 3). 

[표 3] 연구 상자의 신체  특성             (단  : m±SD)   

측정내용 측정값

   비만도(%) 120.1± 14.7

   체질량지수(kg/m
2
) 24.8±  2.9

   허리둘 (㎝) 76.9±  8.3

   엉덩이둘 (㎝) 89.1±  5.7

   허리-엉덩이비율(%) 86.3±  6.1
 

3.2. 연구 상자의 신체구성 특성

 연구 상자의 체지방율은 30.9± 4.2이며, 지방무게는 

18.9± 4.3으로 나타났으며, 제지방무게는 41.6± 8.7로 

나타났다(표 4).

[표 4] 연구 상자의 신체구성 특성             (단  : m±SD) 

측정내용 측정값

체지방율(%) 30.9± 4.2

지방무게(㎏) 18.9± 4.3

제지방무게(㎏) 41.6± 8.7

3.3. 연구 상자의 심박수와 압 특성

 안정시 심박수는 77.4± 8.7로 나타났으며, 수축기

압은 116.1± 19.4이며, 이완기 압은 72.8± 12.1로 나

타났다(표 5).

[표 5] 연구 상자의 심박수와 압             (단  : m±SD)

측정내용 측정값

심박수(beat/min) 77.4±  8.7

수축기 압(mmHg) 116.1± 19.4

이완기 압(mmHg) 72.8± 12.1

3.4. 연구 상자의 lead Ⅱ의 QTc 간격

  lead Ⅱ의 QTc 간격은 423± 39.5로 나타났다(표 6).

[표 6] 연구 상자의 lead Ⅱ의 QTc 간격       (단  : m±SD)  

측정내용 측정값

lead Ⅱ QTc(ms) 423± 39.5   

3.5. 신체  특성과 QTc 간격의 상 계

  신체  특성과 QTc 간격의 상 계를 살펴보면, 

비만도와 체질량지수, 체지방율, 허리둘 , 엉덩이둘

, 허리-엉덩이비율이 유의한 양의 상 계를 보

으며(p<0.05), 다른 각 변수에서는 통계 으로 유

의하지는 않았다(표 7).

[표 7] 신체  특성과 QTc 간격의 상 계  

* p < 0.05 (피어슨상 분석에 의함)

3.6. 체지방율에 의한 정상군과 비만군의 신체  

특성과 QTc 간격

  체지방율에 의한 정상군과 비만군의 신체  특성과 

QTc 간격을 살펴보면, QTc 간격은 정상군에서는 402.3± 

39.0이며, 비만군에서는 438.7± 32.2로 나타났다. 정상군 

보다 비만군에서 QTc 간격이 더 연장되었다(표 8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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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수
체지방율 < 

30%(n=43) 

체지방율 >= 

30%(n=57) 

나이(year) 48.2±  5.4 50.0±  6.0

신장(㎝)
*

157.7±  4.5 155.0±  5.2 

체 (kg)* 57.6±  6.3 62.7±  8.0

비만도(%)
*

111.4±  9.3 126.7± 14.6

체질량지수(kg/m
2
)
*

23.2±  2.0 26.1±  2.9

체지방율(%)* 27.0±  1.8 33.9±  2.8

허리둘 (㎝)
*

73.1±  7.6 79.8±  7.6

엉덩이둘 (㎝)
*

86.8±  4.9 90.8±  5.7

허리-엉덩이둘 비(%)* 84.2±  6.2 87.8±  5.6

심박수(beats/min) 76.5±  8.9 78.1±  8.6

수축기 압(mmHg) 114.8± 15.9 117.1± 21.7

이완기 압(mmHg) 70.0± 11.5 74.9± 12.1

QTc(msec)
*

402.3± 39.0 438.7± 32.2

[표 8] 체지방율에 의한 정상군과 비만군의 신체  특성과 QTc 

간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 : m±SD)

* p < 0.01(t-검정에 의함)

3.7. 허리둘 에 의한 정상군과 비만군의 신체  

특성과 QTc 간격

  QTc 간격은 허리둘  80㎝미만인 정상군에서는 

408.4± 32.9이며, 80㎝이상인 비만군에서는 445.0± 38.8

로 복부비만군에서 QTc 간격이 더 연장되었다(표 9).

3.8. 연구 상자의 lead Ⅱ의 QTc 간격을 종속변

수로 한 다 회귀분석

  연구 상자의 lead Ⅱ의 QTc 간격을 종속변수로 

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, 체지방

율과 허리둘 가 유의하게 나타났다(표 10).

[표 9] 허리둘 에 의한 정상군과 비만군의 신체  특성과 QTc 

간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  : m±SD)

변수
허리둘  < 

80㎝(n=60) 

허리둘  >= 

80㎝(n=40) 

나이(year) 48.0±  5.5 51.2±  5.7

신장(㎝)* 155.8±  4.7 156.7±  5.6 

체중(kg)* 57.1±  6.1 65.7±  7.0

비만도(%)* 114.1± 10.6 129.1± 15.5

체질량지수(kg/m2)* 23.5±  2.1 26.8±  2.9

체지방율(%)* 29.4±  3.8 33.1±  3.8

허리둘레(㎝)* 71.6±  5.2 84.8±  4.9

엉덩이둘레(㎝)* 86.3±  4.1 93.3±  5.1

허리-엉덩이둘레비(%)* 83.1±  4.9 91.1±  4.3

심박수(beats/min) 77.4±  8.9 77.4±  8.5

수축기혈압(mmHg) 114.6± 15.7 120.0± 23.5

이완기혈압(mmHg) 70.7± 12.1 76.0± 11.3

QTc(msec)* 408.4± 32.9 445.0± 38.8

 * p < 0.01(t-검정에 의함)

[표 10] lead Ⅱ의 QTc 간격을 종속변수로 한 다 회귀분석

변수 B 표 오차 β p-값

나이 -0.001 0.001 -0.088 0.374

수축기 압  0.000 0.000 0.005 0.958

체지방율  0.003 0.001 0.332 0.003

허리둘  0.001 0.001 0.221 0.045

수정된 R2 값 = 0.177

4. 고 찰

  이번 연구는 2004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일개 

역도 소재의 일개군 보건소에 운동부하검사를 목

으로 방문한 40~50 의 년 여성을 상으로 체

내지방분포에 따라 심 도 QTc 간격 변화와 그 

련성을 알아보고 QTc 간격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

로서 비만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는 목 으로 시행되

었다. 본 연구에서는 QTc 간격과 체지방율, 허리둘

, 엉덩이둘 , 체질량지수, 비만도, 체 , 허리-엉

덩이 둘 비에서 상 계가 있었다. 특히 체지방율

과 허리둘 에서 높은 상 계를 보 다. 높은 상

계를 나타낸 체지방율과 허리둘 를 각각의 한

국인 비만기 을 용하여 정상군과 비만군으로 나

어 보았을 때, 비만군이 정상군에 비해 QTc 간격

이 더 연장된 결과를 나타내었다. 비만지표와 그 외 

QTc 간격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에 하여 기

여하는 정도를 알아보기 해 체지방분포를 나타

낼 수 있는 지표인 체지방율과 복부지방분포를 나타

낼 수 있는 허리둘 , 그리고 나이와 압을 가지고 

QTc 간격을 종속변수로 한 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

결과 체지방율과 허리둘 가 유의하게 나타났다.

  본 연구의 제한 은 첫째, 상자가 일개군 보건

소를 찾아온 집단이라는 에서 일반 인구를 표한

다고 할 수 없으며 둘째, QT 간격 측정에 있어 재

성을 포함한 측정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이다. 

비록 오차를 이기 해 U 가 의심되거나 T 에 

notching이 있는 등 QT 간격 측정이 어려울 경우 

측정에서 제외하 으나 여 히 측정자 간 그리고 측

정자 내 오차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.

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서양인보다 체격이 작고 

상 으로 체지방량이 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

때, 한국인 년여성에서 체지방율이 30% 이상이거

나 허리둘 가 80cm 이상인 건강한 여성이 그 지 

않은 군보다 QTc 간격이 더 연장될 수 있으며, 이

는 상동맥질환과 당뇨병  고인슐린 증으로 발

될 가능성이 높고, 심장기능에도 나쁜 향을 미

칠 것이라 생각된다. 따라서 QTc 간격이 연장된 비

만환자를 상으로 장기간 지속 인 추 찰을 통

해 유병률  사망률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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